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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정혜진(장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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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인간생활에서 직업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

사결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백현정, 2006).

진로교육이란 적절한 진로 선택을 위해 학생들의 희

망 직업군과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질과 적성에 따

라 직업 세계를 안내해 주는 과정이다. 2009 개정교육과

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

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집중과정을 편

성․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자율과정에

서 진로집중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 한다.'라고 하여 진로교육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15세～24세)의 직업

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37.5%가 수입을, 28.8%가 안정성

을, 15.81%가 흥미․적성을, 5.5%가 보람․자아성취를

우선시 하고 있는데(통계청, 2014)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

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각자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

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은 ‘공부(57.7%)’와 ‘직업(10.8%)’이라고 한다(통계청,

2014). 공부 또한 진학이나 진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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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채 성

적에 맞는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대

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미래에 자

신의 직업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나 가정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

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백은영, 2010),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하여 진로 선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미

옥, 2009).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을 전담하

는 교사가 아닌 여타 과목의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담

당함으로써 교과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인 진로교

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진로교사가 있다고 하

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정

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 담당교사

가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Zunker(1998)는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의 특별 과정으

로 두기 보다는 기존 과목에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임

을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이 자신

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초 소양을 마련해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고(진미석, 1999), 교과수업 시간에 자

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희진, 2005).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학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

에게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주며 나아가 수학에

대한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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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 연차적으로 수행되었다. 2008년(1차년

도)에는 수학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모델에 기초하여 2009년(2차년도)에는 수

학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하였으며, 2010년(3차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각 2개교씩 총 6개 연구학교를 통하여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시범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수학교

과와 직업을 연계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여러 유형의 직

업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임미옥(2009)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16차시에 걸친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적용하였고, 문성환, 이현주(2011)는 15차시의 교과통

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개발한 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전 교과에 연계된 것으로 수

학이 각 직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거의 언급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한다.

2)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

의 정의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정의적 특성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과정에서

형성한 흥미와 동기, 정서와 신념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

으로 신성균, 황혜정, 김수진, 성금순(1992)의 학습 태도

검사지와 김부미(2012)의 수학적 신념 검사지를 통해 각

각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1970년대 초 학문지도와 직업지도를 통합

하는 교육의 관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강태제, 배종훈,

강대구, 2003). 진로교육은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으로 학

생들이 장차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진로를 인식․탐색․준비하여 이를 합리적으

로 선택․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종합적인 교

육 활동 프로그램이다(김충기, 1991).

직업에 대한 인간의 지식,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생에 걸쳐 일련의 단계를 통해 발

달한다. Ginzberg(1952)는 직업선택의 단계를 환상적 단

계, 잠정적 단계, 현실적 단계의 3단계로 나누었다. 환상

적 단계는 11세 이전의 아동들이 막연한 환상을 통해서

직업을 인식하는 단계이고, 잠정적 단계는 11세∼17세의

학생들이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는 잘 하는 일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직업을 찾는

단계이다. 현실적 단계는 17세∼22세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및 여건 등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직업

을 탐색하며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직

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단계에 따라 각 급 학교의 진로교육의 목

표도 다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의 목표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일의 세

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두고 있다. 또, 고등학교의 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

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한 진

로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고, 특히 고등학교

에서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

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

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실제로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은 고등학교 선택교과

인「진로와 직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개발역량의 기초가 되는 긍정적인 자아개

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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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과 직업세계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태도를 갖춘다.

셋째,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탐색과 아울러

고등교육기회 탐색 능력을 배양한다 .

넷째,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다각적으로 디자인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

생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신

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개척, 선택할 수 있

는 능력과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과목의 운영을 별도의 담당교

사가 없는 실정에서 수업 시수가 부족한 교사가 순환식

으로 담당하고 있어 내실있는 진로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진로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

의 전공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과 담당교사가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 교과 통합 진로교육

일반적으로 교과교육과 진로교육은 별도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각 교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지

식과 기능 및 태도는 궁극적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과교육과 진로교육은 별

개의 것이 될 수 없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이란 교사가

수업을 전개할 때, 교과내용 속에 포함된 진로와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여 교과와 함께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때 주된 통합의 방식은 각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

어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부각시켜 교과목표와 진로교

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교

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Zunker(1998)는 진로교육을 기존의 교과에 연관시키

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진로․기

술 교육 협회(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E)의 보고(2009)에 따르면 진로교육 내

용이 통합된 형태로 교육과정을 이루었을 때 학생들은

학습개념을 실생활에 더 쉽게 적용하며 맥락과 연계된

학습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이지연, 이영대, 정윤

경외 6인, 2009, 재인용).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고등

학교의 진로교육과 범교과 학습주제는 관련 교과와 통합

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되었다(송인

섭․김봉환․김대환, 2006 ; 홍후조, 2008 ; 이지연 외 8

인, 2009 ; 정윤경, 이지연, 이영대 외 5인, 2010). 송인섭

외 2인(2006)은 교과내용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에 적

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미래상을

간직하며 학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지연 외 8인(2009)는 교과 통합 진로교육이 지식

습득 등 학업성취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동

기를 촉진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과 통합의 유

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과

목간의 의미 있는 연계를 할 수 있고, 현실 세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

둘째, 교과의 통합으로 교사들은 핵심 역량의 개발과

개별 교과목을 초월하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통합적인 교수법은 학생들의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교과를 통합함으로서 단일 교과영역을 넘어서

학습 맥락을 확장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삶

의 문제와 장래의 진로문제가 각 교과내용과 어떻게 연

관되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서 학습을

보다 현실성 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또한 학습 동기를 촉진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최근 진로교육을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수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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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몇몇 발표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8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수학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을 구축하였고(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

희, 정연순, 장석민, 2008), 이 모델에 기초하여 2차년도

사업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하였다(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연근, 남미숙, 이건남, 2009). 또 3차년도 사업

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개교씩 총 6개 연

구학교를 통하여 교과에 통합된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

료를 시범 적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창의적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정윤

경, 이지연, 이영대, 최동선, 김나라, 남미숙, 정영근, 장

석민, 2010).

그러나 개발된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를 살펴

보면 수학교과와 진로 및 직업을 연계 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여러 유형의 직업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립일차방정식 단원에서 카지노 딜러를, 집합 단

원에서 외환딜러를, 복소수 단원에서 터빈수리사를 소개

하였지만 각 직업에서 수학교과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

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임미옥(2009)은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교과서를 통하

여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진로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 하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차시에 걸친 교과

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국어,

사회, 실과, 도덕 등 여러 교과에 관련된 직업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 및 이해,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의 경제적,

교육적 측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에 적

용한 결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권지은(2010)은 고등학교 수학이 대학의 각 전공학과

와 관련하여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하

였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에서는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과 관련된 신뢰구간 추정, 경제학과에서는 이윤 극대화

를 위한 극댓값 계산, 환경공학과에서는 소음측정과 관

련된 로그 계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주로 직업에 관한 내적 이해보다는 외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 수학이 쓰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

성되었다.

문성환, 이현주(2011)는 초등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통

해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을 접해볼 수 있도록 교과와 연

계한 15차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

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소질 및 적성 파악하

기,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 칠교 관련 직

업 찾기, 미래의 명함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프

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

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

가 있었음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생

들의 진로 인식 및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 대상들은 주로 초

등학생들이고, 개발된 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도 초등

학교 전 교과에 연계된 것으로 수학이 각 직업에서 어떻

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학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 자료를

수업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분석방법을 혼합

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학교과 통

합 진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 자료를 수업에 적용

하여 수학적 태도 검사와 수학적 신념 검사 점수를 분석

하였다. 또 수업 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의 변화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설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 검정 방법을 사용

하여 수학적 태도 및 신념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를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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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직업 수학 내용(주요 개념)

IT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개발자

탄도방정식(이차방정

식, 삼각함수, 적분)

공학

분수설계 디자이너
베르누이 방정식(분수

방정식)

폐기물 에너지화 연

구원

보일-샤를법칙(등식,

미분계수)

경영

경제

애널리스트
블랙-숄츠 방정식(미

분방정식, 정규분포)

보험계리사
확률분포와 기댓값(연

속확률분포, 적분)

자연

스포츠 기록 분석가 상관분석(상관계수)

기상 전문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미분 방정식)

사전

검사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

사후

검사
면담

   

[표 1] 연구 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 사전 수학적 태도 및 신념 검사

 :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

  과 동형인 사후 수학적 태도 및 신념 검사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

로 분석하는 경우에 단일집단 사전 사후 검정 방법보다

는 이질집단 사전 사후 검정 방법이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 사이의 여러 외부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과 통합 진로

교육에 대비되는 다른 유형의 진로교육 자료를 활용한

통제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워 이질집단 사전 사후 검정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의 효과를 통제집단과

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절대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정 방법도 내외적 간섭 변인들이 잘

통제된다면 통계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G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급 각각 1개 반 중에서 자의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남학생 1개 반 16명과 여학생 1개 반 31명, 그리

고 대전광역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개 반 18

명이다. 두 학교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의 수

학 성적은 각 광역시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3.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 개발의 목적은 학생들

이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수학교과와의 연관성을 이해하

게 하여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에 대한 태

도와 신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직업을 안내하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그 직업에

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쓰이는 수학을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 직업에서 수학이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

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2003)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유형의 직업을 소

개하였지만 이 직업 안내 자료는 각 직업에서 단순히 수

학이 많이 활용된다고만 알려주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은

중고등학교 수학의 단원과 연계하여 관련된 직업을 소개

하고 직업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통계

단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직업을 검색하

고 정리하기, 삼각함수단원에서는 측량기술자를 소개하

고 두별 사이의 거리 구하기, 수열단원에서는 사회복지

사를 소개하고 연봉의 원리합계 계산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기존의 교과서 또

는 익힘책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학생들이 직업과 수학

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재성, 이랑, 정숙연, 강진자, 박병윤,

송원석(2009)에서 제시한 수리, 과학 관련 직업 중에서

고등학교 수학 내용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을 탐구하

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7개의 직업을 선정하였다.

[표 2]는 선정된 직업과 그에 관련된 수학 내용을 나타

낸 것이다.

[표 2] 수학 교과와 관련된 직업

[Table 2] Occupations related with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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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의 각 직업에 대하여 교과 통합 진

로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내용이 미래의 여러 직

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여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

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셋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학생들 스스

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교육 자료의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도입, 직업

속의 수학, 직업 소개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도입 부분에

서는 각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기초 정보를 학

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직업속의

수학에서는 실제로 그 직업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 직

업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 내용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여 자신의 미래 직업에서 수학이 활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수학 내용은

도입

전반적인 직업 안내, 기초 정보

직업 속의 수학

직업에서 직면하는 수학적 문제 상황,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수학 내용

직업 소개

하는 일 – 직업의 주요 업무, 필요 지식

되는 길 – 진로 선택, 대학 전공학과 및 전공 학과

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

현황과 전망- 직업의 비전, 미래 전망 및 수요

[그림 1] 수학교과 통합 진료교육 자료의 구성

[Fig. 1] Composition of the mathematics

integrated career education material

기존의 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와 차별화하고, 레벨

업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각

직업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

시하였다. 직업 소개에서는 하는 일, 되는 길, 현황과 전

망을 제시하였다. 특히 되는 길에서는 각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대학 전공 학과와 그 학과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을 나열하였다.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하여 직업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수학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그림 1]과 같이 내

용을 정리한다.

셋째,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수학적 태도 및 신념 검사지

수학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먼저 실험수업을 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험

수업이 끝난 일주일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및 사후 검사는 신성균, 황혜정, 김수진, 성금순

(1992)의 학습 태도 검사지와 김부미(2012)의 수학적 신

념 검사지를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수학 학습 태도 검사지는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10

문항)’, ‘교과에 대한 태도(15문항)’,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15문항)’의 3개 영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학적 신념 검사지는 ‘수

학교과에 대한 신념(9 문항)',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신

념(9 문항)’, '수학 교수·학습에 관한 신념(11문항)', '자

아개념에 대한 신념(11문항)'의 4개 영역으로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신념(9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들 문항을 뺀 나머지 31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두 검사지는 부록에 실려 있다.

두 검사지 분석은 각 검사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문항 내용에 긍정적임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두

검사지의 문항 중에 역 문항은 역 변환을 주어서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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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자료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 및 신념에 대한 효과를 계량적

으로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

별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 학

생인 G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성별, 수학적 태도

검사 및 신념 검사 점수를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면담하

기를 희망하는 남녀 학생 각 2명씩을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 학생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면담은 사후검사가 끝난 직후에 수업 담당교사에 의

해 구조화 면담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면담 내용은 [표

4]와 같이 수학적 태도 및 신념의 하위 범주에서 각각

한 개씩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면담 대상 학생의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s

학생 성별 특성

A 남
수학성적은 중하위권이나 수학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B 여

수학성적은 중위권이고, 수학과목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수

업 태도가 좋다.

C 남
수학성적은 중상위권이고, 수업

태도가 좋으며 열심히 공부한다.

D 여

예체능계열을 준비하고 있어 수

학에 별 관심이 없고, 수업 태도

는 항상 무기력하다.

Ⅳ.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각 직업에 대하여 자료 개발

의 목적, 방향, 절차에 따라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

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정혜진(2014)에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보험계

리사는 부록에 예시되었다.

[표 4] 면담 질문 내용

[Table 4] Questions of interview

번호 질문 내용 구분

1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

2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직업은?

교수·학습에

대한 태도

3

수학 관련 직업 중에서 자

신에게 도움이 된 점이 있

다면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자아개념에

대한 태도

4

수학이 장래의 직장생활에

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 있다면 주로 어느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는가?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5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

다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6

수학 관련 진로 수업으로

인해 수학에 대해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

해줄까?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7

수학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

래 직업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개발된 자료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으로부터 내용

검토와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교사 3명의 종합적 평가

의견은 개발된 자료가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넘어선 내

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

에서 수학내용이 제시된다면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

료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미

래 직업과 관련성을 느낌으로서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이

생겨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및 가치 인식의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2. 정의적 특성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학 담당교사가 수학교과 통합 진로

교육 자료를 3차시에 걸쳐 수업에 적용하였다. 각 차시

의 수업에서 수학 담당교사는 2～3개의 직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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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전체 학생
사전 65 106.88 25.308

4.587 .000
사후 65 114.69 29.497

여학생
사전 31 101.03 27.666

4.383 .000
사후 31 110.19 33.235

남학생
사전 34 112.21 22.022

2.479 .018
사후 34 118.79 25.434

[표 5] 수학적 태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Table 5] Result of the pre-post test for mathematical attitude

대상 집단 구분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전체 학생
사전 65 100.75 11.084

3.821 .000
사후 65 105.06 14.143

여학생
사전 31 98.71 8.599

4.161 .000
사후 31 104.68 12.164

남학생
사전 34 96.76 14.752

3.768 .001
사후 34 103.94 14.969

[표 6] 수학적 신념 사전 사후 검사 결과

[Table 6] Result of the pre-post test for mathematical belief

<부록 4>의 수학 교과 통합 진로 교육 수업 지도안에

따라 수업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개발된 진로

교육 자료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기 때

문에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서 활용하는 수학에 대한 내

적 이해보다는 외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학이 쓰이는 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에서 쉽게 설명하였다.

1) 수학적 태도 및 신념 검사지 분석 결과

먼저 수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점수를 전체 학생 및 성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의 표에서 전체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

과 사후 검사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여학생과 남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사전과 사후 검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를 적용한

수업은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전 수학적 신념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의 점수를 전체 학생 및 성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검정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전체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사전과

사후 검사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또 여학생과 남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실

시한 사전과 사후 검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성별에 상관

없이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면담 자료 분석 결과

교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담 희망자 4명을 개별 면담하였다.

먼저 학생 A에 대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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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학생 A : 사업가입니다.

교사 :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직업은?

학생 A :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수학이 쓰일 줄은 몰

랐는데 그걸 알게 되서 신선했어요.

교사 : 수학 관련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이 있다면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학생 A : 내 미래 직업에도 수학이 뭔가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업과 수학이 관련 없다

해도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교사 : 수학이 장래의 직장생활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

각하니? 있다면 주로 어느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학생 A :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확률과 통계는

매우 유용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생각

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지?

학생 A : 수학을 잘해서 상도 받아보고 싶어요.

교사 : 수학 관련 진로 수업으로 인해 수학에 대해 달

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줄까?

학생 A : 처음에는 수학을 그냥 해야 되고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진로수업을 해서 재미있는 수학을

접함으로써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교사 : 수학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래 직업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학생 A : 수학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 A는 수학 학습 태도 점수가 사전 3.6에서 사후

3.5로 감소하고, 수학적 신념 점수는 사전 사후 3.7로 같

았다. 물론 전체 학생의 수학적 태도의 사전 사후 점수

가 각각 2.6, 2.8인 것에 비해서 높은 점수였지만 진로교

육 수업 이후에 수학적 태도나 신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A에 대한 면담 결과

는 “진로수업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수학을 잘해서 상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답하여 교과에

대한 태도(흥미 유발)와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자신감)

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희망 직업인 사

업가에게도 수학이 필요하다. 확률과 통계는 유용하다”

고 답하여 교과에 대한 태도(실용성)가 개선되었고, "수

학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여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유익성)이 긍정적으로 변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 B에 대한 면담 결과이다.

교사 :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학생 B : 심리상담가예요.

교사 :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직업은?

학생 B : 수학을 사용하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사 : 수학 관련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이 있다면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학생 B :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조금 더 수학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 수학이 장래의 직장생활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

각하니? 있다면 주로 어느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학생 B : 상담 관련 직업에는 많이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교사 : 수학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지?

학생 B : 수학을 아무 이유 없이 공부했는데 이젠 좀

더 똑똑하게 살기 위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 수학 관련 진로 수업으로 인해 수학에 대해 달

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줄까?

학생 B :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없었고 수학은 재

미없는 과목이고, 왜 수학을 배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

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 수학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 수학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래 직업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학생 B : 수학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수학을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 B는 수학 학습 태도 점수가 사전 3.2에서 사후

3.8로 증가하고, 수학적 신념 점수는 사전 3.4에서 사후

4.5로 증가하여 수학적 신념 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학생인데 이는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학생 B는 “수

학을 아무 이유 없이 공부했는데 이젠 좀 더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답하여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태

도(학습 목적 의식)가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학

을 공부하는 목적도 없었고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고,

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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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듣고 나니 수학이 여러 분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치 인식)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

고, "수학은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해야 미래 직업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

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 C에 대한 면담 결과이다.

교사 :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학생 C : 경찰관이예요.

교사 :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직업은?

학생 C : 수학이 여러 직업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 수학 관련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이 있다면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학생 C :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사 : 수학이 장래의 직장생활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

각하니?

학생 C : 내 희망 직업에서는 수학적 분석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 수학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지?

학생 C : 수학은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했

는데 진로수업 후, 각종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꼈

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 수학 관련 진로 수업으로 인해 수학에 대해 달

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줄까?

학생 C : 수학과목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

게 되었어요. 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

는데 수학이 생활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어요.

교사 : 수학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래 직업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학생 C : 사람은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성공요인은

아니지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학생 C는 수학에 대한 학습 태도 점수가 사전 3.1에

서서 사후 4.3로 증가하고, 수학적 신념 점수가 사전 3.3

에서 사후 3.9로 증가하여 수학적 태도 면에서나 신념

면에서 변화가 큰 학생이다. 면담 결과, 학생 B는 “수학

과목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수학이 여러 분

야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여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가치와 유용성 인식)가 긍정적으

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학성적이 좋으면 미래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남들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답하여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이 변했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은 학생 D에 대한 면담 결과이다.

교사 :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학생 D : 음악관련 직업입니다.

교사 :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직업은?

학생 D :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수학과 연관이 있

다는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 : 수학 관련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이 있다면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학생 D : 수학이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수업에서 소개한 직업의

종사자분을 데려와 수업을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교사 : 수학이 장래의 직장생활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

각하니?

학생 D : 수학이 여러 분야의 사무직과 심지어 음악

에도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수학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지?

학생 D : 사실 진로 수업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학이

많은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 고 있어서 바뀐 점은 크게

없습니다.

교사 : 수학 관련 진로 수업으로 인해 수학에 대해 달

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줄까?

학생 D: 원래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안 좋게 생각

했습니다. 더구나 수학은 더더욱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살아

가는데 있어 숫자는 꼭 필요하고 이 숫자를 잘 활용함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 : 수학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래 직업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학생 D : 직업 분야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잘하는 사

람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학생 D는 수학 학습 태도 점수가 사전 2.7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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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으로 증가하고, 수학적 신념 점수는 사전 3.8에서 사

후 4.5로 증가하여 수학적 태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

된 학생이다. 면담 결과, 이 학생은 "생각지도 못한 부

분에서 수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수학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라고 답하여 수학의 태도(유용

성 인식)가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래는 우리나

라의 교육, 특히 수학 교육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는데

수학을 잘 활용함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

이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면담 결과로부터 4명의 학생은 모두 진로교육

수업을 받은 후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학의 유

용성 및 가치 인식, 흥미 및 동기 유발, 수학 학습에 대

한 목적 의식 고취,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의 변화 측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우리나라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가운데

읽기 1～2위, 수학 1위, 과학 2～4위를 기록하여 최상위

권의 성취수준을 보였다. 또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

(IEA)가 실시한 '2011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

제비교연구(TIMSS)'에서 우리나라 초등 4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2위, 중 2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1위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정의적 태도와 자신감,

흥미는 거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 학생들의

경우 수학공부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은 8%로 조사대

상국 전체 평균 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조지민, 김수진, 이상하, 김미영, 옥현진, 임해미, 2011).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좋은 성적과 높은 성취를 강

조하고 있고,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

고 있어 정의적 측면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 측면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

른다.”라는 교육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도 정의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정의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 논문에서 수학사 활용, 실생활 맥락, 독서자료 활용

및 스토리텔링의 도입 등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었다.(이정재, 윤상현, 추신해, 심수정, 2007; 김수

미, 신인선, 2010; 김신영, 김원경, 2013). 이와 더불어 교

과 통합 진로교육도 정의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 자료를 수업에 적용한 후에 수학적

태도 및 신념 검사지와 면담 자료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3차시

의 수업을 실시한 결과,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성별

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 및 신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명의 고등학생을 면담한 결과, 수학 교과의 유

용성 및 가치 인식, 수학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

로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학·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계획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과 학습은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교과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 스스로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의 구체적

인 목적이나 이유를 깨닫게 함으로써 수학의 대한 태도

와 신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장점 이외에도 진학

과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

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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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 상황에서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기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보

람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학교 교실 수업에서 적극적

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7개의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료는 직업의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와 신념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학계열 뿐

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 자

료의 개발과 그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진로적성 검사나 성격유형 검사 등을 실

시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기질에 적합한 교과 통합 진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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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the mathematics integrated career education on students’

affective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3 hours of lesson materials of the mathematics integrated career

education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65 students of the 10th ～11th graders selected in two high schools.

After 3 hours of lessons, the following research findings are obtained.

Fisrt, it is revealed from the pre-post test of 65 subjects that the mathematics integrated career education

can help students improve their mathematical attitude and belief.

Second, it is shown from the interview with 4 students that they became not only to recognize the

usefulness and value of mathematics, but also got changed their self-concept for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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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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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내용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공부가 싫다.

2 나는 수학 공부시간이 즐겁다

3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4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5 나는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6 나는 수학 과목은 꼭 예습을 한다.

7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용용해 보고 싶다.

8 나는 수학 공부를 시험 때만 열심히 한다.

9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10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11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듣

는다.

12 나는 수학 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

13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

겠다.

14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다.

15 나는 수학 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

16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머

릿속에 정리해 본다.

17 나도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수학시간이 지루하다.

19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을 하지 않는다.

20 나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1
나는 수학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

고 생각한다.

22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꼭 복습한다.

<부록 2> 수학 학습 태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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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내용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수학 공부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

24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25 나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다.

26 나는 수학시간이 기다려진다.

27 나는 수학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공부한다.

28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29 나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30 나는 수학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32 나는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33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34 나는 수학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35 나는 수학 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모를 때가 많다.

36
나는 앞으로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

다.

37 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다.

38
나는 수학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39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노

력한다.

40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을 요약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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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학적 신념 검사지

번

호
질문 내용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

2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3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

지도 않다.

4
수학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와

절차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

5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7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9 수학을 배우면 장애 여러 직업에 쓸모 있을 것이다.

10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절차보다 옳은 답을 얻

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12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13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

각할 충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14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

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15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6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17
수학 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

다.

18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19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20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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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내용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수학은 재미있는 교과이다.

22 수학 공부가 싫다.

23 수학은 지루하다.

24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25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서 더 성공적

일 것이다.

26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

27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28
수학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9 내가 노력만 한다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30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다.

31 친구에게 수학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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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주요

수학 개념

이차방정식, 삼각함수,

적분
차시 1/3

학습

목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내용을 알게 하고, 관련 전공 학과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서 수학의 유성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단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준비물
시간

(누적시간)교 사 학 생

도입 *인사한다.

*출석 확인 및 동영상 사이트 준비

*앵그리 버드 게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앵그리 버드 게임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

에 대하여 발문한다.

*인사한다.

*앵그리 버드 게임이 무엇인지 이

해한다.

*게임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이 무

엇인지 생각하고, 발표한다.

*스마트 폰

또는 태블

릿 PC

10분

(10분)

전개 1 1. 직업속의 수학

*새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총알이 움직이는

궤도가 이차함수      의 꼴

이고, 이것이 이차방정식의 그래프임을 알

게 한다.

*앱 개발 시 필요한 수학의 기초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수학이 미래의 직업 수행

에 유용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직업 소개

*하는 일 : 직업의 업무 및 당면 과제를

소개한다.

*되는 길 : 직업 수행 시의 기초 지식, 자

질을 알려주고, 대학 진로 지도 시 관련

학과를 안내하고,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을 알 수 있게 한다.

*현황과 전망 : 현재 직업의 실태 및 미래

의 전망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수요

등을 알려준다.

*교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다.

*수학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직업 수행 시에 자신이 스스로

기초 지식과 자질이 있는지를 생

각해본다.

*자신 스스로 흥미, 적성, 관심,

이 있는 직업인지를 생각해본다.

*교수 ·학습

자료

*PPT

15분

(25분)

전개 2 *다른 직업에 대해서 전개 1과 같은 방식

으로 설명한다.

20분

(45분)

정리

*오늘 설명한 직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마

무리 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소개할 직업에

대하여 예고한다.

*인사 후 수업을 마친다.

*오늘 배운 직업에 대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생각해 본다.

*다 같이 인사한다.

5분

(50분)

<부록 4> 수학 교과 통합 진료 교육 수업 지도안 (1차시)


